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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술로 가르치는가?

교육의 질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많은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 미술 관

련 활동을 지금보다 더 포함하는 것이 시간도 소모되고 불필요한 일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책임과 평가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적 풍

토에서는 이해할 만한 처사다. 많은 유아 교사들이 유아 교육 과정에 

미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때의 미술 활동은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 

분위기 전환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술은 신나고, 창의적이

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상상적이고, 특정한 기술(skill)의 발달을 돕는

다. 교사와 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수업

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미술 수업을 능가하며 유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유아 교육 현장은 ‘만들기 활동’과 유아의 그림을 제작하는 데 주력

한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미술을 통해 배울 시간은 거의 없다. 그

러나 수년간의 내 경험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미술에 있어 문

외한이 아니다. 그들은 예리한 관찰자이고 미술에 대해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한다. 

미술이 어떻게 유아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

다(Davis, 2005; Egan, 1999; Eisner, 1994, 2002). 나는 이 자리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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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다만 몇 가지만 첨가하고자 한다. 나에

게 있어 미술을 통한 교수란 유아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성인

이 창작한 잘 알려진 미술 작품 즉, 명화의 활용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감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유아가 미술 작품을 만드는 부분은 활

동 처음부터 동반되며 이 책에서 추구하는 접근법은 유아의 창작을 촉

진하고 지원한다.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유아들에게 미술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본 시각 예술에 대한 이해라는 

전미 시각 예술 기준(National Visual Arts Standards)을 만족시킨다. 

미술 작품으로 학습하기

모범적인 미술 작품을 볼 때 유아들은 미술 작품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의를 한다. 유아들은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야기를 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을 구성한다. 또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아이디어를 집단에서 공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또한 교사는 유아들에게서 배운다. 그러므로 미술을 통한 학

습은 이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고립된 개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인 활동이 된다.   

유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인지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대

부분의 교육자들은 학습과 발달이 별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 학습과 발달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로 사회적

인 학습은 인지 발달로 이어진다(Vygotsky, 1978). 학교나 다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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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에서 유아는 서로에게 항상 말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이야

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서로에 대해 배운다.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몇 마디를 더 추가하겠다. 유아가 미술과 

관련된 말을 함으로써 이들의 어휘 기술이 강화되며, 이는 더불어 문

해 능력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톰슨(Thompson, 1990)은 언어가 초

기 미술 발달의 필수 요소라는 주장하는 연구물을 검토하며, 적절한 

형태의 대화는 시각적인 표현의 유전과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초기 미

술 활동 발달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발달 심리 연구들은 유아가－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 이상의－

미술 감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Gardner, 1990). 만약 이들이 미술 

작품에 관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한다면 놀라울 정도의 민

감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과 다른 스타일

에 주목하며 미술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미술 창작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지

만 사실 미술가1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로를 통해 배워 왔다. 미술

가들은 계속해서 서로의 작품을 보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과

거와 현재의 본받을 만한 미술 작품을 보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운다. 

18~19세기의 프랑스 살롱에서 있었던 비형식적인 모임이 그 완벽한 

예이다. 예술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와 작품에 대해 

토의를 했다. 여러 문화권의 예술가들이 예컨대 알라바마 어느 시골의 

1. 원서에서는 Artist(예술가)로 표기되었으나 미술 관련 서적이므로 미술가로 표기하였
으며, 미술에는 페인팅과 조각 등의 분야가 있으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에 

따라 미술가, 화가, 조각가로 표현하였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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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 밴드(Gees’ Bend) 퀼트(quilts)에서부터 가나의 아딩크라(Adinkra)2

의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창조를 해 왔다. 특히 알라바마 퀼트의 경

우 퀼트를 만드는 방법과 그 미학이 6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나

는 유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비고

츠키(Vygotsky, 1978)가 지적한 대로 유아들은 좀 더 능력이 있는 또래

들로부터 기꺼이 배우는데 이것은 미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유아에게 미술 작품 소개하기

미술 작품을 보고, 미술에 대해 말하고, 미술 감상하는 법을 유아에게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아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과제가 아니다.

유아는 자신의 작품이든 다른 사람의 작품이든 상관없이 미술 작

품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픈 열의를 가지고 있다. 명화를 복제한 그

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만큼 현재 시행 중인 교육 과정에 이를 활

용하는 것은 놀랄 만큼 쉽다. 이 방법은 유아의 성장에 폭넓은 이점을 

주며 이들의 미술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 유아에게 미술 작품을 소개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유아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지식을 구성하도록 허용한다.

 ●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가르친다.

2. 프린팅과 자수로 만든 가나의 전통 의상으로, 2014년 월드컵 당시 가나 축구선수의 
운동복에도 일부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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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력과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강화시킨다.

 ● 스토리텔링을 격려한다.

 ● 유아의 개별적인 경험이 유아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허용한다.

지식의 구성

유아들은 미술 작품을 볼 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전에 미술 작

품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이다. 설사 그

러한 해석이 미술가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더라도 유아의 작품 해석

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Hohmann & Weikart, 1995). 이러

한 분위기는 유아에게 자신이 관찰한 것이나 자신의 의견이 집단에서 

공유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안정

Original Herbalist’s Staff in High Museum of art Art, Atlanta. All photos by the 
auther.

그림 1.1 “이건 새야.”라고 4살 유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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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갖게 만든다. 몇몇 유아가 추상화를 보고 있다고 하자. 한 아이가 

그 그림에서 용을 본 반면 다른 아이들이 그 그림에서 새를 본다고 해

도(그림 1.1) 이들의 의견을 수정하기보다 경청해야 한다. 유아는 자신

의 이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신념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

유아들이 작품을 보고 나타내는 초기 반응이 중요하다. 이것은 자신

이 본 것에 대해 유아가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발달에 

적합한 접근이다(Durant, 1996; Savva, 2003). 유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을 구성할 때 이들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 근본적으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

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

해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reflective) 사고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것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전의 생각과 경험을 조절해야만 한다. 그래야 각자 자신의 고유한 지

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창조자가 된다. 

미술 작품을 보고 창작을 위한 탐색에 관여함으로써(그림 1.2) 유아

와 교사 모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배우며 세상을 보게 된다. 미술에 

대한 탐색은 학습을 마치 기계 조립처럼 여기는 접근에서 탈피해야 하

며, 사물의 총체적인 본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Moore, 

1995).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도전적인 반응을 보이는 유아는 

사실(facts)이나 계산(figures), 교사가 지시하는 활동을 그저 수용하는 

유아보다 ‘왜’라고 더 많이 질문하며, 해답이 나올 법한 수많은 가능성

을 탐색함으로써 더 많이 배운다.

유아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여줄 때 나는 하나나 둘, 혹은 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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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술 작품을 복제한 복사품을 보여 준다. 유아들은 미술 작품을 보

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하는 나의 첫 질문은 보통 “무엇이 

보이니?”이다. 당연히 유아가 구성한 지식에 따라 반응들이 다르다. 

우리는 유아의 모든 반응을 경청하며 우리가 왜 특정한 주제를 그린 

이 작품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유아들은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고츠키(1978)가 학습을 사회적으로 중재되

는 활동이라고 보았던 주장과 일치한다. 유아는 서로에게서 배운다. 

그림 1.2  유아들이 척 클로스(Chuck Close)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Chuck Close, Self-Portrait copyright Chuck Close, Countesy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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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유아원(preschool)3에서 소집단으로 델보(Delvaux)4의 밤기차

(Trains du soir)(제5장 참조)를 보여주었을 때 아이들의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었다. 한 유아는 그림 오른쪽 하단에 있던 작은 소녀에게 의미

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유아는 한밤중이라고 했고, 또 다른 유아는 기

차 여행이라고 했다. 유아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읽었기 때문

에 그들 각각의 관점은 타당했다. 델보의 그림에 대한 토의에 유아들

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더해지게 되면 이들은 후일 이 작품을 더 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인지 구조에 대해 

자신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조직할 경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좀 더 쉽

게 기억할 것이라고 본 브루너(Bruner, 1962)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도날드슨(Donaldson, 1979) 역시 학습이 개개인의 유머 감각(human 

sense)과 더불어 시작한다고 믿었는데, 유머 감각이란 우리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유아가 학습을 하려면 자신

이 배우는 것과 자신의 세상에 대한 이해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만 한

다. 가령 유머 감각과 거리가 멀거나 부절적할 교육을 실시한다면 단

지 최소한의 학습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교실로 가지

고 온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경험은 학습 과정의 하나로 고려

되어야만 한다(Simpson, 1996).

3. 미국의 학제는 주와 학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K－12체제로 총 13년이다. 유아 교육
(Early childhood, 6세 미만), 초등 교육(Elementary, 6~12세), 중등 교육(Secondary, 13~18
세), 고등 교육(Higher, 19세 이상)으로 나누며, 경우에 따라 Elementary를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Elementary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자 주)

4. 폴 델보(Paul Delvaux, 1897~1994)는 벨기에의 화가이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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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이 미술 작품에 대해 토의하는 동안 나는 되도록 이들을 방해

하지 않는다. 질문은 한다. 그 질문은 유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

이며, 또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만드는지

를 더 말하도록 고안한 질문이다. 가끔 나는 유아들에게서 나오는 아

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또는 화가나 미술 

작품, 다른 유아의 관점을 소개하는 게 더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 설 

때 실제적인 정보(factual information)를 제공한다(Burnham, 1994). 실

제적인 정보는 보통 이야기 형식이거나 짧은 문장, 혹은 질문의 형태

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Kandinsky)5가 음악을 좋아해서 자

신의 작품이 음악 소리처럼 보이기를 바랐으며, 피카소(Picaso)6는 슬

펐기에 ‘슬픈’ 색깔을 사용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가장 강

조하는 것은 유아의 지식 구성이다.  

다양성의 감상

시각 예술을 보고 학습을 할 때 유아는 미술가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

고도 각기 다른 작품을 창조해 낸 것을 보면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배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은 유아가 개

방적이고 다양한 사고 방식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Greene, 1995). 

사람들은 세상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각한다. 다양한 미술가의 작품

을 보면서 유아와 성인 모두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며 다르

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재미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나는 시

5.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러시아의 화가이다. (역자 주)

6. 파블로 피카소(Pablo R. Picasso, 1881~1973)는 스페인의 화가이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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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유아와 성인 모두가 더 개방적이게 되

며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믿는다. 만약 유아가 어릴 때부터 미술 작품에 노출되었다

면 이들은 후에 다양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솔직히 유아

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들이 몇몇 교사나 부모보다 더 개방적임을 발견

했는데, 이는 일찍이 다양한 미술 작품에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초등 3학년 학생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나는 학생들과 칼로(Kahlo)의 자화상7을 보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의 ‘일자 눈썹’과 ‘콧수염’을 보고 낄낄거렸다. 그러자 한 학생이 

그것은 칼로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만약 우리가 그 

문화권에 살았다면 우리 역시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옹

호 발언을 하였다.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을 인정하였고 이들은 

이후에 문화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타 문화권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학생들은 우리들 사이의 다

른 점뿐만 아니라 유사점에 대해서도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었다.

교육자와 부모로서 우리는 ‘공유되는 부분이 점점 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 오랫동안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다

가서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Greene, 2001). 지구촌 경제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을 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다양함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는 유아가 성인보다 종종 더 나을 때가 있

다. 다른 문화권의 미술 작품을 접하는 것은 이렇듯 다른 관점을 보도

7. 프리다 칼로(Frida Kahlo de Rivera, 1907~1954)는 멕시코의 여류 화가로서 멕시코와 
아메리카의 전통 문화를 작품에 담았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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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 예술이 갖는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밖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

서 밖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다. 이 능력은 인간의 감정, 

지각과 가치의 세계를 밝혀 준다(Johnson, 2002). 문학 역시 그러한 기

능을 하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즉각적으로 매우 빠르게 작용하며, 특히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더욱 유용하다. 랑거(Langer, 1942)

는 이를 담론(discourse) 대 비담론(non－discourse)의 개념으로 설명하였

다. 문학에서의 의미는 말의 순서에 의해 만들어진다. 담론의 복잡성

은 담론 중에 정신을 끝까지 차려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는 데 있다. 

반면 비담론적 형식이나 시각 예술에서의 의미는 동시적이다. 어떤 것

을 먼저 보든 상관없고 순서도 없다. 그저 즉각적이다. 미술을 통한 학

습은 지식의 근원이 다른 학습으로서 비디오와 디지털 이미지, 터치스

크린이나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사용과 더불어 

점점 더 우리 사회에 퍼져가고 있다.

미술 작품이나 컴퓨터 스크린, 광고를 볼 때 우리는 이미지가 주는 

시각적 측면을 동시에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 반

면 이야기를 듣거나 책 혹은 기사를 읽을 때 우리는 단어, 구, 문장과 

마지막에는 본문 전체를 받아들이며 이야기의 순서를 기억해야만 한

다. 시각 예술과 문학에서의 ‘읽기(reading)’는 학습과 숙달에 있어 중

요하다.

상상력과 비판적인 사고 기술 강화하기

어린 유아들도 상상력과 비판적인 사고 기술의 사용 방법을 배워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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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가장 복잡한 과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Eisner, 1985). 미술을 통한 학습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답은 단 하나가 아니다. 유아에게는 이러한 기술을 학습

할 기회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관점과 대안, 다각적

인 해결책, 또한 다른 학습 유형을 배울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맥신 

그린(Maxine Greene, 1995)은 이것이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어야만 한

다고 말했다. 

상상력은 인지 능력이지만 교육에서 자주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상

상력은 학습의 기초이다(Greene, 2001). 우리 중 대다수는 상상력을 단

지 판타지나 헛된 기대 따위의 생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

상력은 호기심, 발명, 발견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미술 분야에만 국한

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듀이(Dewey, 1934, 1980)

는 상상력이란 대상을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상상력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풍경을 열어 주어 삶을 즐기

게 한다. 

유아들은 명화를 볼 때 그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할 수 있다. 또 자기 자신을 

그림 속에 놓아둘 수 있으며, 그림 속의 그들이 무엇을 느꼈으며 어떠

한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유아가 미술 작품을 보고 그

것을 묘사하는 것은 이미지 해석의 시작이며, 또한 화가가 왜 그같이 

특정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토의는 비판적인 사고 기술

활용의 시작이다. 

키어런 이건(Kieran Egan, 1999)은 유아의 사고와 학습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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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연구자들의 상상력 발달이 결정적이며, 유아가 상상력을 발

휘하도록 교육이 분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실 유아들의 상상력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예를 들어 이건은 성인과 유아에게 각

각 상자를 주며 상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

다. 성인들은 전형적으로 몇 분 후 6개 정도의 사용법을 제안하고 포

기했다. 그러나 유아들은 50번째 사용법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단지 워

밍업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상력과 놀이

가 교육의 뒷전으로 밀리고 불행하게도 교육은 좀 더 ‘심각한’ 것이 되

고 만다. 

상상력 발달의 일부분으로 은유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논리적인 과

제가 자주 유아를 어렵게도 하지만, 유아들은 복잡한 은유의 논리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쉽고 융통성 있게 다루는 능력을 보여 준다(Egan, 

2001). 그것은 인간의 지적 삶의 핵심인 적극성, 발전력, 창의성과 동

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논리의 은유에는 논리만으로 파

악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사실 연구자들은 은유를 인식하고 적절히 일

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5세에 최고점에 이르며 그 이후는 하강 추세에 

있다고 말한다(Gardner & Winner, 1979; Winner, 1988). 아르프(Arp)8

의 구성(Configuration)을 본 아이들은 노란색 모양이 갖는 여러 은유를 

무척 빨리 알아챘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은유적 묘사를 거의 하

지 않았다. 

유머(humor) 또한 미술에 관한 말하기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유

8. 장 아르프(Jean Arp, 1887~1966)는 독일 태생의 프랑스 화가이며 조각가이자 시인이
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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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러스한 미술 작품을 봄으로써 유아는 모든 미술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유아기에 유머 

감각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그림 1.3). 이건(1999)은 유머 감각의 

자극과 발달이 논쟁, 사고, 분석의 기초가 되는 논리와 철학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유아와 농담을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이 유머를 빨리도 해석한다. 그들은 자신의 농담으로 반응하

며 나를 ‘바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아들은 심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격려하기

이야기는 유아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특히 스토리가 

판타지와 결부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유아는 미술 작품을 보면서 

그림 1.3  에이미는 점토를 가지고 느끼며 모양을 만들어서 유머 감

각을 보여 준다.  


